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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도 적용 시간, 난이도, 정교함 모두 우수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테스트 가능한 제품입니다.

1.1 LoadRunner 소개

MicroFocus LoadRunner

성능테스트업체표준제품입니다.

공식명칭

▪ MF LoadRunner
▪ LR
▪ 로드러너

버전

▪ 12.60 ~ 12.63
▪ Professional 2021 

<LoadRunner Controller 화면>

제품구성

▪ Controller
▪ Virtual User Generator
▪ Analysis
▪ Load Generator
▪ Sit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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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빠르게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능테스트 도구는 오직
LoadRunner만 존재합니다.

1.2 LoadRunner 역사

LoadRunner History

27년이넘은소프트웨어로
수많은성공사례와세계최고의기술보유

1993

Loadrunner 1.0

Loadrunner 4.0
1996

Virtual User Generator, 
Controller, Analysis

2003 Loadrunner 7.8

Turboload Technology

Citrix protocol

2004 Loadrunner 8.1

2011

Loadrunner 11.0
TruClient, IE9, Flex

2014
Loadrunner 12.0

TruClient, IE9, Flex

2020

Loadrunner Professional 2021
Online Graph, 
DevWeb

20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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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Runner Family는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3가지 제품군을 나누어 판매하고 있으며, 
LoadRunner Professional 2020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1.3 LoadRunner 제품군

LoadRunner Family

LoadRunner Professional 2020
(구 LoadRunner)

LoadRunner Cloud 2020
(구 StormRunner)

LoadRunner Enterprise 2020
(구 Performance Center)

사용자 1명이 PC에 설치하여 스크립트 작성, 부하발생, 
결과분석 기능 제공

여러팀이 웹에 접속하여 작성된 스크립트를 부하발생, 스케줄링, 
스크립트 공유, 결과분석 기능 제공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에 할당된 서버로
성능테스트 진행 웹에서의 성능테스트 수행, 결과분석 기능 제공

※ Community Edition으로 기본 50명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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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Runner 라이선스는 Bundle 형태로 비슷한 종류별로 묶음으로 가상사용자 수를 100명 단위로 책정하여 기간
별로 판매

1.4 LoadRunner 라이선스방식

Community Bundle

▪ 50명의 모든 프로토콜
라이선스 사용 가능

▪ COM/DCOM, GUI 제외

License Bundle

▪ .NET
▪ Database (ODBC, Oracle 2-Tier)
▪ GUI (Micro Focus UFT)
▪ Java (Java Record Replay, Java On HTTP)
▪ Network (FTP, LDAP, POP3, Win Socket)
▪ Oracle E-Biz (Oracle NCA, Oracle Web, Web)
▪ Remote Access (Citrix ICA, RTE)
▪ Remote Desktop 
▪ SAP (SAP GUI, SAP-Web, SMP)
▪ Web 2.0 (DevWeb, TruClient, Web Service, Web HTTP/HTML)
▪ Web (DevWeb, Web-HTTP/HTML)
▪ Template (C, C++, C#, VB)

License Type

▪ Permanent : 영구사용
▪ VUD : 1일 단위 (24시간)

▪ 예시1 : VUD WEB 1000명
24시간동안 1000명까지 사용 가능

LoadRunner 라이선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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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수행 절차에 맞추어 각 과정별로 LoadRunner의 각 프로그램들이 역할 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5 성능테스트수행절차및 LoadRunner

성능테스트수행절차

스크립트작성 시나리오작성 모니터링설정

▪ 대상업무별 스크립트
레코딩

▪ 테스트 데이터 적용
▪ 스크립트 검증

▪ 스크립트 별 사용자
정의

▪ 테스트 수행 시간
정의

▪ 결과 위치 설정

▪ 처리건수, 응답시간
모니터링

▪ 서버 자원 모니터링

테스트수행

▪ 각 스크립트 별
처리건수, 응답시간
확인

▪ 각 서버 별 자원
모니터링

결과분석

▪ 테스트 결과 확인
▪ 그래프, 데이터 확인
▪ 결과 데이터 추출

Virtual User 
Generator (VuGen)

Controller Site Scope Controller Analysis

준비및설계 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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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의 화면을 자동적으로 레코딩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때문에서 초보자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숙련된
기술자를 위한 C언어, 자바로 코딩이 가능한 IDE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손쉬운자동레코딩

스크립트레코딩 IDE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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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의 수행결과를 그대로 스크립트화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모드, 피들러 레
코딩 기능을 활용하여 스크립트를 자동 생성 가능합니다.

1.7 누구나가능한브라우저레코딩

자동레코딩

▪ 브라우저를 직접 실행하여 레코딩 ▪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를 활용한 레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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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는 성능테스트를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으로 “파일”, “
날짜/시간”등의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VTS(Virtual Table Service)기능으로 1억건 이상의 대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1.8 빠르고간편한데이터처리

Parameter

▪ 업데이트 규칙

▪ 데이터 선택 규칙

▪ 다양한 형태의 파라미터▪ 파라미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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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스크립트의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Correlation(동적인 파라미터 처리) 함수를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1.9 이해하기쉬운동적데이터처리

Correlation

▪ HTML 소스

<a href="view.php?id=Testing&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235">
팀 회식 알림</a> <font class=zv3_comment></font></td>

▪ 동적 파라미터 처리

메일목록

메일삭제

반복

메일아이디

메일아이디

동적인데이터처리예시

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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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의 테스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HTTP CODE 체크 이외 화면의 정상적인 처리 여부를 별도의 특정한
문자를 추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1.10 빠르고간편한다중검증

Verification

글자체크기능

▪ Verification 설정

▪ Response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자(혹은 이미지)를
검증

▪ HTTP Code 200 이나 화면에서는
에러가 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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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능테스트 시나리오 적용에 필요한 디버깅, 필터링, 브라우저 캐쉬 등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1.11 가상사용자의모든기능을옵션으로조절

Run-Time Option

조절가능한옵션

▪ 다양한 실행 옵션

▪ 반복 회수 설정

▪ 호출간격 조절

▪ 상세 로그 설정

▪ Think time 설정

▪ HTTP Header 조절

▪ 브라우저의 캐쉬 제어

▪ 정적인 이미지 다운로드 제어

▪ 세션 신규 생성, 재사용

▪ 다운로드 필터링 기능

▪ HTTP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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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성능테스트에 필요한 함수들은 이미 20년 동안 개발되어 있으며, 함수에 대한 사용방법은 도움말, 예제에 함
께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C, JAVA로 코드를 개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12 20년간의기술이축적된다양한함수

다양한함수

▪ 함수의 예제▪ 사용 함수에 대한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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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상용 솔루션 적용을 타 성능테스트 솔루션에 비
해 월등히 뛰어 납니다.

1.13 다양한환경의성능테스트

Protocol

▪ 지원 가능한 프로토콜
자주사용하는프로토콜

▪ .Net Framework

▪ C

▪ Java

▪ Web(HTML/HTTP)

▪ Web Service

▪ Socket

▪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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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는 성능테스트의 시나리오를 정의, 수행하여 전체 테스트를 관리하며, 정의된 모니터링 항목을 그래프, 데
이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4 정교한시나리오정의

시나리오정의 시나리오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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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스크립트 사용자 배분, 사용자 증가 단위, 유지시간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1.15 자유로운가상사용자컨트롤

시나리오정의

▪ 다양한 시나리오 정의

스크립트별사용자증가추이설정

▪ 사용자 증가 시간

▪ 증가 사용자수

▪ 사용자 유지 시간

▪ 사용자 감소 시간

▪ 감소 사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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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가 시작되면 정의된 시나리오대로 가상사용자가 움직이며, 각 단계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행 중인
건수, 에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1.17 실시간가상사용자모니터링

가상사용자모니터링

▪ 가상사용자 모니터링

실행중인상태표시

▪ 수행 시간

▪ 수행 중인 사용자

▪ 각 사용자 별 상태 정보

▪ 성공, 실패한 트랜잭션

▪ 에러 내용

▪ Load Generator (부하 발생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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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매우 중요하며 LoadRunner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별 설정을 통하여 시스템 별
자원사용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1.16 실시간모니터링

모니터링

▪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설정 ▪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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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필터, 머지등의 기능으로 데이터와 그래프로 다양하게 혹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18 신속정확한모니터링데이터확인

실시간모니터링

▪ 응답시간 모니터링 ▪ 처리량(TPS)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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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수집 저장하여 각종 그래프, 데이터를 제공하며, Word, Excel,
HTML 형태의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1.19 다양한리포트보고서

테스트결과요약 테스트결과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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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중 발생한 이벤트, 모니터링 결과는 모두 이벤트 파일로 저장되고, Analysis 실행 이후 MDB로 저장, 보
관이 가능합니다.

1.20 관리가능한결과데이터

결과그래프

▪ 테스트 결과

테스트결과 저장방식

Controller 
Event File

Load Generator
Event File

MDB
(Microsof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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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이상의 그래프를 동시에 하나의 화면에 표현이 가능하며, 이 기능은 성능테스트의 그래프 추이를 비교할 때 효
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21 정확한그래프비교

Merge Graph

▪ 응답시간, CPU사용률 결과 ▪ 병합할 그래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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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증가 단계(Ramp Up)는 제외하고 가상사용자가 시나리오 상의 동시사용자 수 구간의 평균 응답시간, 평균
처리건수들의 필터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1.22 자유로운그래프필터링

Filtering

▪ 응답시간, CPU사용률 결과

실행중인상태표시

▪ 사용자 유지 단계의 응답시간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터링 기능 필요

▪ 사용자 증가 시간 제거

▪ 사용자 감소 시간 제거

1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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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의 부하를 발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별도의 설치파일로 구성이 가능하며, 윈도우와 리눅스용이 제공되
고 있습니다.

1.23 자가진단가능한부하발생기

Controller와 Load Generator 연계 Load Generator 속성편집

▪ Controller에 Load Generator 접속 IP를 입력하여 연계

▪ Load Generator의 각종 속성을 편집하여 성능테스트 수행

▪ Load Generator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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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수행 시 Controller와 연계하여 각 서버들의 자원을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며, 서버에 에이전트 설치
없이 SSH 계정 등록으로만 다양한 항목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1.24 다양한환경의모니터링설정

모니터링설정 Controller와연계한모니터링결과

▪ Controller에 Load Generator 접속 IP를 입력하여 연계 ▪ Load Generator의 각종 속성을 편집하여 성능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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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에이전트 설치 없이 사용자 지정 모니터링을 추가하여 성능테스트 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항목을 복사가 가능하여 많은 서버를 모니터링할 때 빠르게 모니터링 설정이 가능합니다.

1.25 에이전트없이모니터링설정

서버모니터링

▪ 모니터링 스크립트 작성 ▪ 모니터링 항목 설정

vmstat 1 2|sed 1,3d| awk '{u=100-$16 ;printf

"%03d %03d %010d %03d %03d\n",u,$1,$4,$1

4,$15 }‘

▪ 결과 (cpu, runq, free, user, sys)

010 001 0040101201 009 001

011 001 0040101110 010 001

011 001 0040101009 010 001



27

LoadRunner는 Controller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별로 연계되어 있으며, Load Generator는 대상시스템의 백본 혹
은 각 웹서버들이 연결된 스위치에 연결하여 네트워크 간섭없이 성능테스트 환경 구성이 필요합니다.

1.26 LoadRunner 제품구성도

LoadRunner 제품구성도

Controller Load Generator#1 ~ #NSite Scope
8080

WEB#1

WAS#1

WEB#2

WAS#2

DB#1 DB#2

백본스위치#1 백본스위치#2

Virtual User 
Generator

Analysis

성능테스트 대상시스템

부하 발생 명령
Port: 54345 모니터링 결과

Port: 22

모니터링 결과
Port: 8888

부하발생

스크립트
전송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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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터 입장에서 LoadRunner와 오픈소스(JMeter)의 비교를 5가지 카테고리 구분하여 총 49가지 항목 비교
해 보았습니다.

2.1 오픈소스와의비교

비교항목

아키텍처 스크립팅 모니터링

▪ 환경 구성 방법
▪ 지원 프로토콜
▪ 확장성

▪ 스크립트 작성 방법
▪ 파라미터 처리
▪ 동적 데이터 처리
▪ 한글처리

▪ TPS, 응답시간
정확성

▪ 자원 모니터링
▪ 에러 확인 및 디버깅

결과리포팅

▪ 주요 그래프 출력
▪ 필터링
▪ 결과 리포트
▪ Excel Export

결과분석

▪ 각종 분석 데이터
출력

▪ 구간별 응답시간
▪ 장시간 부하처리
▪ 과도한 부하처리

지원범위
확장성

정교한스크립트
작성기술

실시간병목구간
판단

신속한리포팅 테스트신뢰성
안정성

8항목 16항목 5항목 6항목 14항목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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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eter 안정성 8시간 테스트 수행 결과 메모리 사용량은 550MB, Minor GC 평균 수행시간은 0.009초로 L/R 테
스트 결과와 동일하며, Full GC는 총 3회 발생, Full GC 평균 수행시간은 약 0.326초로 LR 12시간 테스트 결과 대비
하여 거의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2.2 오픈소스와의비교결과

테스트결과 비교(WAS 모니터링결과)

안정성 테스트 시 메모리 사용량: 550MB

Full GC 총 3회 발생

Full GC  평균 수행시간 0.326초

Minor GC 평균 수행시간 0.009초

Full GC 총 4회 발생

안정성 테스트 시 메모리 사용량: 550MB

Full GC  평균 수행시간 0.325초

Minor GC 평균 수행시간 0.009초

LoadRunner결과

JMet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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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테스트 시 목표 TPS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Strippedbatch 모드로 변경, 자원모니터링 플러그인 별도 분리 수
행하여 목표 TPS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2.3 오픈소스와의비교결과

테스트결과 비교(WAS 모니터링결과)

JMeter Slave#1

JMeter Master

JMeter Slave#2

HTTP Sampler

Perfmon Listener

ServerAgent

지연발생

JMeter Slave#1

JMeter Master#1

JMeter Slave#2

HTTP Sampler

Perfmon Listener

ServerAgent

JMeter Master#2

<JMeter  TPS 추이 그래프>

목표 TPS

모니터링 동시 수행 시 TPS 저하 발생

[2017.12.27 22:09:30 ~ 2017.12.27 22:13:30]

RMI

RMI

RMI

RMI

통합구성 분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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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eter 에서 분산형 부하발생 환경에서 Unique한 파라미터 처리가 필요할 경우 파라미터 처리 할 파일을 각 부하발
생기 별로 나누는 로직을 개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4 오픈소스와의비교결과

LoadRunner 파라미터처리 JMeter 파라미터처리

JMeter Slave#1

JMeter Slave#2

JMeter Slave#3

JMeter Slave#4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파라미터 파일

개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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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 일정부하 수준까지는 동일 부하 발생 유지 및 결과도 유사하였으나, 정교하고 신속한 성능테스트를 위해서
는 LoadRunner가 우의에 있으며, 또한 Jmeter는 과도한 부하를 발생할 경우, 결과가 왜곡되는 테스트 신뢰성 문제
가 발생하였고, 또한 결과 왜곡에 대한 감지 기능도 없었습니다.

2.5 오픈소스와의비교결과

아키텍처 스크립팅 모니터링

▪ 부하생성관리
측면에서용이

▪ 윈도우에서만 설치
가능

▪ 다양한 환경적용에
호환성이 높음

▪ 완벽한 자동 레코딩
▪ 상용 패키지 적용

가능

▪ 다양한모니터링
적용가능

▪ 실시간모니터링
분석가능

결과리포팅

▪ 신속한데이터분석
가능

▪ 손쉽고 다양한
리포트 출력

결과분석

▪ 테스트의 신뢰성,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

▪ 손쉬운설치및부하
환경구성에용이

▪ 부하생성에 많은
메모리 자원
필요(자바특성)

▪ 유연한스크립트 IDE 
제공

▪ 다양한 모듈을
사용한 레코딩

▪ 대시보드(Grafana)
구성으로 다양한
그래프를 실시간
분석 가능

▪ 대시보드 구성이
없을 경우 번거로운
데이터 필터 및 엑셀
작업이 필요

▪ 장시간 안정적인
부하 보장

▪ 과부하 시 데이터
측정 결과에 신뢰성
부족

테스트의신속성, 신뢰성, 정교성에서뛰어나며, 다양한모니터링측면에서유리

설치및구성측면에서손쉬우며, 유연한스크립트작성에서유리하나, 환경구성에많은자원필요, 테스트결과
신뢰성보장을위한사전검증필수

아키텍처 스크립팅 모니터링 결과리포팅 결과분석

LoadRunner

J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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